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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체 C-14 (Carbon-14, 14C) 방사성 핵종은 매우 약한 베타선만을 방출

하기 때문에 신체 외부피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교적 긴 반감기

(약 5,730±40년)와 생명체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특성 때문에 원자력

시설에서 외부로의 방출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1월

부터 개별 방사성 핵종의 방출량 평가를 수행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

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C-14의 방출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7-36호)에서 정한

주민선량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출되는 개별 방사성 핵종의 방출량과 관련해서는

개별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제출서류에서 예상 방출량 값을 제시하고

있다.(예상 방출량 값은 참조값으로 실제 방출량 평가 기준은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함) 다만, C-14의 경우 발전소 노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값(2.7E+11 Bq/year)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1985년

발표된 미국의 10개 운영 원전에서 실제 측정된 C-14의 방출량을 평균한

값을 참고로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근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형원전(APR1400 노형)인 신고리

3호기의 1주기 운전 이후 측정한 C-14의 방출량이 예상 방출량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여(실제 방출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을 모두

만족함), C-14 핵종의 생성 및 방출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

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C-14 방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향후

운전년수 경과 및 해당 부지의 다수호기 운전에 대비하여 방출 저감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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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허가 제출서류에서 설계사가 제시한 생성량 평가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설계사에서 계산한 내용을 분석하고, 원자로내 중성자속 및 반응

단면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생성량을 재평가 하였다. 아울러 비교검증을 위해 노심내 O-17 및 N-14의

중성자 반응을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모델(McCARD)을 이용하여 생성량

계산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계통내의 운전을 통해 보조건물 내의 사용후저장조(SFP)로 이송

되어 외부로 방출되는 기체 C-14의 양을 정량화하였다. 다만, 계산

결과가 실제 방출양과 비교하여 약 15% 정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가정 중 일부가 당초 예상값을 초과할 것이란 판단이 가능

하나, 이 부분까지 정량화하여 평가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여 가능한 시나

리오만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신고리3호기는 2주기 운전시 C-14 방출량 저감을 위한 단기 조치

방안으로 운전절차 변경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2차 계획예방

정비 기간 이후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리4호기 가동(’19. 8.29) 등을 통해 신형원전에 대한 4～5

주기 운전경험 축적 및 방출 경향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방출량 평가 유효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14 설계치(냉각재 내 존재량)에 대한 재검증 및 운전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N-14 값 재검토 및 그간의 방출 추이를

토대로 하여 방출 매커니즘 재평가 한다면, 실제 방출량 예측의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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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C-14(Carbon-14, 14C),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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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Re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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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일반적으로 방사성 핵종인 C-14은 우주선(Cosmic Ray)의 중성자가

대기 중의 N-14와 핵반응하여 생성되며, 그 양은 연간 1.5E+15 Bq에 이른다

[01]. 생성된 C-14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CO2)의 형태로

공기중 또는 해양에 존재하게 된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 활동을

통해 흡수되며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에 전달된다.

대기 중의 C-14 존재비는 약 1E-10% 정도이며, 나머지는 C-12(98.9%),

C-13(1.1%)이다. 대기 중에는 총 1.4E+17 Bq이, 심해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E+19 Bq의 C-14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1].

C-14은 매우 약한 베타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신체 외부피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비교적 긴 반감기(약 5,730±40년)와 생명체에 호흡

기를 통해 흡수되는 특성 때문에 원자력 시설에서 외부로의 방출시에

관리가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에는 주로 냉각재내에 존재하는

O-17, N-14와 중성자와의 반응 [17O(n,α)14C], [14N(n,p)14C]에 의해

생성되는데,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경우 생성량의 약 30% 가 CO2 형태로

방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01]. 원자력발전소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되는

C-14의 양(1.1E+14 Bq/yr)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양에 비해서는 훨씬

적지만, 타 핵종의 기체 방출 방사능량은 지속적인 방출 저감 노력으로

크게 줄어든데 반해, C-14의 방출 방사능량과 주변 주민에 대한 선량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 핵종(Principal Nuclide)1)으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02]. 이에 따라 각국은 C-14의 방출량 평가를 의무화

1) Principal Nuclide(주요 핵종) : 미국 규제지침(Reg. Guide 1.21)에 따라 목표

선량 또는 전체 방사성량의 1% 이상 기여 핵종으로 연료 재장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주기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중요 방출지점으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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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1월부터 이를 수행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2)되었다.

상기 방출량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 대부분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C-14의

연간 예상 방출량은 발전소 설계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값으로 기

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985년에 발표된 미국의 PWR-GALE

Code(NUREC-0017, Rev. 1)을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법론은 과거

미국의 10개 운영 원전에서 방사능 검출기를 활용하여 실제 측정된 C-14의

방출량을 평균한 값으로서 출력 등의 노형 특성에 관계 없이 2.7×1011 Bq/

year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다[03]3)

한편,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3호기(APR1400 노형)의

경우 용량 증가(기존 1,000 MWe에서 40% 증가한 1,400 MWe) 등을

고려하여 C-14의 방출량이 이전 용량의 원전(OPR1000 노형) 보다 증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지난 1주기 계획예방정비(이하 OH) 기간(201

8년 1월～ 6월) 중 방출된 C-14의 양을 평가한 결과 선행 발전소(신고리

2호기, OPR 노형)에 비해 3배가 방출되었으며, 설계사가 제시한 C-14 예상

방출량을 초과하여, 생성량 예측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에 따라 실제 C-14 생성 및 방출 관련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상 방출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방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는 향후 고리원전 부지의 운전년수 경과 및 다수호기(현재

7개 호기 운영 중이며, 2개 호기 추가 건설중) 운전을 고려하여 부지

경계에서의 소외선량을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안위 고시 제2016-16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따라 C-14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은 0.15 mSv이래로 규정
3) 미국 AP1000 노형 및 US EPR 원전의 FSAR에도 동일 기준 적용
4) C-14 방출 예상치(2.7E+11 Bq), 실제 C-14 방출 측정치(5.7E+11 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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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신고리2/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방출량 비교

Plant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방출량(Bq)

월평균 누적

신고리2호기

4.93E+09 5.00E+09

1.01E+11 1.06E+11

3.82E+10 1.44E+11

1.38E+10 1.58E+11

신고리3호기

6.37E+10 6.37E+10

5.76E+10 1.21E+11

3.30E+11 4.51E+11

3.85E+10 4.89E+11

3.53E+10 5.25E+11

2.37E+10 5.49E+11

1.46E+10 5.63E+11

7.86E+09 5.71E+11

2.97E+09 5.74E+11

[그림 1-1] 신고리2/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방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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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C-14의 경우 매우 약한 베타선(에너지 45 keV) 방출체로서 반감기는

5,730±40년으로 매우 길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보조건물 내 사용후

연료저장조의 환기구를 통해 무기물인 CO2 또는 유기물인 CHx 형태로

방출된다. 주로 원자로 냉각재에 존재하는 O-17, N-14 원자와 중성자의

충돌에 의해 생성된다. 무기물인 CO2 형태로 방출되는 C-14은 광합성시

식물 내로 흡수되며, 이후 해당 식물 섭취나 그 식물을 섭취한 동물의

섭취로 체내 피폭을 유발한다.

CO2에 비해 유기물(예. CH4, 메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방사선적 위해도(선량 환산인자)가 작다[04].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C-14의 방출량 평가시 C-14의 화학적 형태와 관계없이 CO2 형태로

방출량을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2 형태로 이송 및 방출되는

C-14의 양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표 1-2] 선량환산인자 비교(ICRP-72)

또한 일반적으로 원전에서 생성되는 C-14의 양은 원전의 수화학 처리,

계통수 사용조건, 공기중의 질소(N)의 1차 냉각수 유입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보고서에 나와있는 수치를

최대한 인용하여 평가하였다.

화학물
선량환산인자 [Sv/Bq]

비고
호흡경로 섭취 경로

CO 5.7E-12 -

CO2 1.9E-11 1.6E-09 광합성 형태

CH4 7.8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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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신고리3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탄소(C-14)의 방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향후 운전년수 경과 및 다수호기 운전에 대비하여

방출 저감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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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연중의 C-14 생성과 영향

제 1 절 C-14 생성

지구 대기권에서 우주선(Cosmic Ray)중의 중성자가 대기중의 질소를

만나 C-14으로 변환 [14N(n,p)14C] 되는데 생성률은 약 2.5 atoms/sec-㎠

로 알려져 있다[01]. 고도 9∼15 km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며,

생성률은 우주선속(Cosmic Ray Flux)의 변화나 지구자기장(Earth's Ma

gnetic Field)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이를 지구 표면적인 5.1E+18 ㎠

를 곱하면 연간 생성률은 약 1.5E+15 Bq이 되며,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

량은 약 1.28E+19 Bq로 추정해볼 수 있다.5) 연구자들에 따라 총량은 조

금씩 차이가 나는데 8.5E+18 ∼ 1.17E+19 Bq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05].

C-14은 오랜기간 동안 생태계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그 농도는

약 6.89 pCi/g 정도로 관찰되었다. 대규모의 핵실험이 수행되었던 1954년

까지는 적어도 15,000년 동안은 이 농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05].

해양에서의 체류시간은 약 300년 ∼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대기중에

서는 이보다 훨씬 짧은 7년 내외의 평균 체류시간을 갖는다. 자연중에

존재하는 C-14의 양(Inventory)의 두 번째 기여요인은 1950년대∼60년대에

실시된 대기권 핵실험이다. 1963년까지 핵실험으로 인해 생성된 C-14의

양은 9.51E+6 Ci로 추정되는데 이는 16,000기의 비등수형 원자로(열출력

3,597 MW급)를 30년간 가동시 방출되는 양이다[02].

5) 미국 Argonne 연구소 제공(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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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14의 대기중 농도변화(1955-1994)

제 2 절 C-14의 인체영향

1. C-14의 특성

C-14은 매우 긴 반감기(5,730년)를 가지며, 평균수명은 8,297년이나 된다.

평균 49.5 keV의 순수 베타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붕괴되며, 최대에너지는

156 keV에 이른다. 생물학적 반감기는 12일이며, 유효반감기는 약 40일

정도이다. 최대 비방사능은 4.46 Ci/g 이며, 공기중 최대비정은 24 cm,

수중에서는 0.28 mm, 플라스틱은 0.25 mm에 불과하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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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14의 인체영향

C-14은 매우 약한 베타선만을 방출하기 때문에 신체 외부피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내부 흡입시에는 피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내

흡입은 호흡, 음식물 섭취, 상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들은 대부분 식물로부터 오기 때문에 대기중의

C-14 농도와 체내 존재하는 C-14의 농도는 동일하다. 인체 내에서의 C-14

물질 대사는 보통의 탄소(C)와 다르지 않다.

일단 호흡을 통해 14CO2 가 체내에 흡입되면 폐안에 있는 공기와 빠르게

평형상태에 도달한 후 각 장기로 전달된다. 인체내의 결정장기로는 지방

조직(Fattissue)과 뼈로 알려져 있다. 체내에는 축적되지 않으나 먹이사슬

경로에는 쉽게 축적된다(물고기의 경우 축적계수가 약 5,000정도) C-14의

비 방사능(SpecificActivity)은 약 230Bq/kg C 정도이며, 사람의 경우 약

16kg의 탄소가 체내에 존재하므로(ICRP : 1974) 방사능량은 약 4,000 Bq이

되며, 이로 인한 유효 방사선 피폭선량은 연간 약 12 μSv로 계산된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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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C-14 방사선 영향 검토

제 1 절 평가 방법

보수적인 계산을 위해 C-14 생성량 값을 예상 방출량으로 가정하여

소외주민선량을 평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36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제2항에 제시된 선량허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C-14를 제외한 기체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인허가 제출서류에

기술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1. 예상피폭선량 평가

예상피폭선량 평가는 액/기체 방사성물질의 환경 방출로 인하여 인간이

방사선에 어느 정도 피폭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정량화시켜주는 행위나

과정이며, 피폭경로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인간이 받는 방사선 영향의

피폭경로는 외부피폭(외부활동, 해상활동 등)과 내부피폭(호흡, 섭치)으로

구분된다.[02].

선량평가 과정은 액체 및 기체 방출량, 대기확산인자 및 희석수량 자료

등을 입력하여 실행하면 계산코드(K-DOSE60)6)에 내장된 연령별, 피폭

경로별 선량환산인자, 호흡률, 음식 섭취량 등을 이용하여 선량평가결과

도출된다.

선량환산인자는 단위 방사능량(1 Bq)이 인간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표시하는 값으로 정의되며, 피폭경로별, 핵종별, 연령군별로 선량환사

인자 값이 다르며, 환경으로 방출되는 각 방사성핵종에 대한 화학적 결합

형태는 해당 원자로시설 주변에서의 실측자료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료를 적용, 그 외의 경우에는 ICRP 및 IAEA의 국제안전기준 등

에서 기본값으로 권고하는 핵종별 화학적 결합 형태를 적용한다.

6)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시 주민 방사선량 평가 전산코드(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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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평가시 선량평가는 각 피폭경로에 대해 독립적인 피폭영양이 최대가

되는 생활습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평가모델을

통한 예측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7)

또한, 원자력시설에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고시8)에 방출물에 의한 연간선량기준치를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각 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향이 기준치 이내임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자력발전소는 각 호기별

방출량을 근거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선량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규제기관에서는 반기 및 연간 선량평가 결과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 NRC의 개정된 규제지침[02]을 준용하여 규제기관은 원자력발전소에

방출량 및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시 C-14 핵종을 추가할 것을 권장하였고

[02], 2012년부터 전 원전 C-14 방출량 및 선량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7) 예시 : 평가 대상 주민은 평가대상 위치에 1년 내내 거주하며 평가 대상 지역

에서 자급자족되는 농, 축, 수산물을 섭취함)
8)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16-16(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환경상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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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가 내용

1. 단일호기 정상운전시 방사선영향 평가결과

C-14는 저에너지 베타(0.049 MeV) 방출 핵종으로 외부피폭경로에 대한

방사선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입자성 방사성물질, 삼중수소(H-3),

방사성탄소(C-14) 및 방사성옥소에 의한 인체 장기 등가선량 (mSv/년)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 단일호기 운전 가정 장기 등가선량 평가결과

방출량 설계값 적용 (현재)
생성량 설계값 적용
(보수적 계산값)

장기
등가선량

허용기준치9)

대비 비율 (%)
장기
등가선량

허용기준치
대비 비율 (%)

0.104 69.3 0.128 85.2

[표 3-2] 제한구역경계에서 방사능농도 (Bq/m3)

방출량 설계값 적용 (현재)
생성량 설계값 적용
(보수적 계산값)

제한구역경계에
서 농도

허용기준치10)

대비 비율 (%)
제한구역경계에
서 농도

허용기준치
대비 비율 (%)

0.165 0.00165 0.238 0.00238

9) 선량기준(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기준) : 0.15 mSv/년
10) C-14 방출물관리기준 : 1.0x104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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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호기(고리지역 8개 호기) 정상운전시 방사선영향 평가결과

[표 3-3] 다수호기 정상운전시 유효선량 평가

방출량 설계값 적용 (현재) 생성량 설계값 적용

유효선량
허용기준치11)

대비 비율 (%)
유효선량

허용기준치
대비 비율 (%)

0.170 68.0 0.214 85.8

[표 3-4] 다수호기 정상운전시 장기 등가선량 평가

방출량 설계값 적용 (현재) 생성량 설계값 적용

장기 등가선량
허용기준치12)

대비 비율 (%)
장기 등가선량

허용기준치
대비 비율 (%)

0.400 53.3 0.519 69.1

11) 선량기준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한 다수호기 선량기준) : 0.25 mSv/년
12) 선량기준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한 다수호기 선량기준) : 0.75 mSv/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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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검토 결과

단일호기의 경우, 현재의 적용중인 C-14 생성량이 별도의 제거설비

없이 전량 기체형태로 방출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연간 인체 장기 등가선량은 허용기준치 대비 최대 85.2%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제거설비 등 고려시 약 69.3%)

또한 다수호기의 경우에도, 부지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은 허용기준치

대비 85.8%으로 관련 고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리3,4호기 인허가 서류에서 제시한 설계사의 생성량

설계값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원안위고시 제2017-36호의 주민선량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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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C-14 생성 메커니즘 검토

제 1 절 PWR 에서의 C-14 생성반응

1. 주요 생성반응과 기여인자

C-14은 운전중 주로 냉각재에서 생성되며, 생성률은 중성자속 및 질소의

유입으로 인해 연료주기에 따라 증가한다(주기말로 갈수록 생성률 증가).

생성되는 C-14은 대부분이 유기물 형태이며, 메탄(14CH4), 메탄올(14CH3

OH), 포름알데히드(H214C), Formic acid(H14COOH)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메탄으로 약 43%가 냉각재에 용해되어 있고, 체적제어탱크(VCT)의 기체

영역에 약 50%, 가압기 기체용역에 약 7%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06].

아래 표는 원자력발전소에서의 C-14 생성과 제거 및 방출에 관한 Mass

balance를 도식화한 것이다[06].

[표 4-1] C-14 Mass Balance for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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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원항(Source Term) 계산

생성률(Production Rate)은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17O(n,α)14C : 산화연료(Oxide Fuel), 감속재, 냉각재 중의 O-17 이 높은

열중성자 포획단면적(약 0.24barn, 1barn = 10-24 ㎠)을

가지고 있을 때 생성

나. 14N(n,p)14C : 연료, 감속재, 냉각재 중의 질소 불순물(N-14)이 아주 높은

열중성자 포획단면적(약 1.82barn)을 가질 때 생성

다. 13C(n,γ)14C : 흑연감속재를 사용하는 원자로에서 생성됨

이 중에서 Vance(1995)[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음 표에서 보듯

이 17O(n,α)14C 반응에 의한 생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Calculated Production Rates of C-1413)

13) Thermal Flux : 4.8E+13 n/㎠-sec, Coolant mass : 13,400 ㎏

Reaction Production Rate Effective Cross-section

17O(n,α)14C 6.0 Ci/GWe-yr 0.183 barn

14N(n,p)14C 0.12 Ci/GWe-yr/ppm 1.17 barn

13C(n,γ)14C Ci/GWe-yr/ppm 0.006 b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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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원전 생성량 평가자료

미국의 경우 규제기준14)에 따라 연간 부지경계에서의 선량이 기체 폐기물

총 선량률의 1%를 초과하는 핵종을 “주 핵종”(Principle Nuclide)으로 선정하였

으며, 모든 주 핵종의 경우 방출량을 정량화하여 연간 방사능 방출량 보고

서15)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핵연료 성능의 향상에 따라 기체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C-14이 주 핵종으로 분류

되고 있다.

C-14의 경우 순수 베타선 방출체로서 혼합물에서 그 양을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Reg. Guide 1.21에서는 C-14의 연간 예상

방출량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가. C-14 방사능 폐기물의 샘플링 측정

나. 원자로 출력 기준 C-14 표준 생성량의 사용

다. 경수로형 GALE 코드 적용

아래 [표 4-3]과 같이 미국의 경우 규제기준 제정 당시의 10개 호기 평균값

(참조값)을 참조값으로 설정하여 방출기준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01].

다만 이는 참조값으로만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NUREC-001716) 자료

확인 결과 노형별로 방출지점에서 C-14의 값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노형별 폐기물처리계통의 설계특성에 차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C-14 생성/방출량 평가는 노형별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햐여 평가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Regulatory Guide 1.21(Measuring, Evaluating, and Reporting Radioactive

Material in Liquid and Gaseous Effluents and Solid Waste)
15) Annual Radioactivity Effluent Release Report
16) Calculation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in Gaseous and Liquid

Effluents from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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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C-14 Source Data for NUREG-0017 [08],[09],[10]

Plant Reference C-14
[Ci/yr per-unit]

Rated
Power17)
[MWth]

C-14
[Ci/(GWth –yr]

Conn. Yankee Note 1 46 Note 2

Yankee Rowe Note 1 0.58 Note 2

Fort Calhoun NUREG/CR-0140 1.9 1420 1.34

Zion-1 NUREG/CR-0715 3.3 3250 1.02

Zion-2 NUREG/CR-0715 3.3 3250 1.02

Turkey Point-3 NUREG/CR-1629 3.7 2200 1.68

Turkey Point-4 NUREG/CR-1629 3.7 2200 1.68

Rancho Seco NUREG/CR-2348 3.6 2770 1.30

Prairie Island-1 NUREG/CR-4397 3.6 1650 2.18

Prairie Island-2 NUREG/CR-4397 3.6 1650 2.18

Average
7.33

(2.7E+11 Bq)
Average 1.55

[표. 4-4] Distribution of Gaseous Effluent C-14 Releases [11]

17) NUREG/CR 참조

C-14 Release Discharge Point

Plant Containment Aux. Bld. & Fuel
Handling Waste Gas System

Fort Calhoun 41% 16% 43%

Zion 1/2 55% 43% 2%

Turkey Point 3/4 2% 75% 23%

Rancho Seco 25% 51% 24%

Prairie Island 1/2 0.5% 92.5% 7%

Average 22.6% 61.0% 16.4%



- 18 -

제 2 절 C-14 생성량 평가

1. 생성량 평가 방법

신형경수로(신고리3,4호기)에서의 생성량은 EPRI 보고서 명시된 방법론

[01]에 근거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설계사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고, 원자로내 중성자속 및 반응 단면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검토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생성량을 재평가

하였다. 아울러 비교검증을 위해 노심내 O-17 및 N-14의 중성자 반응을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모델18)을 이용하여 생성량 계산을 추가적으로 수행

하였다.

2. 생성량 자료 검토

신고리3,4호기 C-14 생성량 값 계산을 위해서 원자로 냉각재에 존재하는

O-17와 N-14 핵종의 중성자 방사화 반응으로 생성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두 핵종에 의해 생성되는 C-14의 생성량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으며, Thermal Group의 중성자속을 사용하였다.

   ∙∙∙∙∙ [Eq. 4-1]

여기서

-  : 붕괴 상수 (3.84E-12 sec-1)

-  : 운전기간 (480일, 4.15E+7 sec)

-  : 냉각재 질량 (2.14E+7 gram)

-  : 핵종의 농도 (17O : 1.27E+19 /g H2O, 14N : 7.28E+17 /g H2O)

-  : 반응단면적 (17O : 1.48E-25 cm2, 14N : 1.416E-24 cm2)

-  : 열중성자속 (6.32E+13 n/cm2-sec)

18) McCARD : Monte Carlo neutron transport simul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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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O(n,α)14C 반응에 의한 C-14의 생성률은 4.0E+11 Bq/cycle이며, 14N

(n,p)14C에 의한 생성률은 1.8E+11 Bq/cycle로 이 두 생성원으로부터 노심

운전기간 생산 가능한 C-14는 5.8E+11 Bq/cycle 이다. 일반적으로 정상

운전시 원자로냉각재에 존재하는 C-14의 평균적인 측정값은 냉각재 계통의

정화 및 방사성기체의 제거 등으로 평가된 생성가능량보다 상당히 적은 값

(～10-2배)을 보인다.

3. 중성자속/반응단면적 세분화 및 재계산

실제 생성량은 속중성자, 열중성자 등의 다양한 에너지 구간에 속한

중성자 속 및 해당 구간에서의 반응단면적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에너지 구간의 노심연소도에 따른 중성자속

(Neutron Flux) 데이터값19)을 적용하였으며[표 4-5], 에너지 구간별 O-17와

N-14 핵종의 반응 단면적은 ERPI 자료[01]를 활용하였다.

[표 4-5] Neutron Flux Data for Equilibrium Core

Neutron Flux, n/cm2-sec

Thermal

≤0.625 eV

Intermediate

0.625 eV to 1 MeV

Fast

>1 MeV

BOC 6.170 x 1013 2.142 x 1014 7.949 x 1013

MOC 6.320 x 1013 2.184 x 1014 8.133 x 1013

EOC 6.340 x 1013 2.196 x 1014 8.186 x 1013

19) APR1400 DESIGN CONTROL DOCUMENT TIER 2(www.nrc.gov/docs/

ML1500/ML15006A043.pdf), VERA Benchmark 1C problem

http://www.nrc.gov/docs/ML1500/ML15006A0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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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Effective” Cross-Section for 17O(n,α)14C

Group Group Energy “Effective
Cross-Section”

Thermal ≤0.625 eV 0.121 barns

Intermediate >0.625 eV - <1 MeV 0.0291 barns

Fast ≥1 MeV 0.1124 barns

[표 4-7] “Effective” Cross-Section for 14N(n,p)14C

Group Group Energy “Effective
Cross-Section”,

Thermal ≤0.625 eV 0.951 barns

Intermediate >0.625 eV - <1 MeV 0.0379 barns

Fast ≥1 MeV 0.0436 barns

이를 통해 C-14의 생성량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해볼 수 있다.

C-14 생성량 =     ( σth φth + σi φi + σf φf ) [Eq. 4-2]

-  : 붕괴 상수 (3.84E-12 sec-1)

-  : 운전기간 (480일, 4.15E+7 sec)

-  : 냉각재 질량 (2.14E+7 gram)

-  : 핵종의 농도 (17O : 1.27E+19 /g H2O, 14N : 7.28E+17 /g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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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Average Production Rates for 17O(n,α)14C

17O(n,α)14C 생성량
[Bq/cycle]

14N(n,p)14C 생성량
[Bq/cycle]

BOC 7.11 x 1011 1.54 x 1011

MOC 7.28 x 1011 1.58 x 1011

EOC 7.32 x 1011 1.58 x 1011

Average 7.24 x 1011 1.57 x 1011

상기와 같이 각각의 에너지 구간에서의 중성자속 및 반응단면적의 크기를

활용하면, 설계사 보고서에 기술된 열중성자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보다 더

큰 생성량 값을 나타낸다.

○ 기존 생성량 : 5.8E+11 Bq/cycle

○ 재계산 생성량 : 8.81E+11 Bq/cycle (6.70 x 1011 Bq/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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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모델을 통한 생성량 재계산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모델(McCARD) 계산을 위한 가정사항 및 입력

자료20)은 아래와 같다. 아울러 2D Pin-Cell 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였다.21)

[표 4-9] McCARD 입력 데이터

[표 4-10] Moderator Model (Number density)

Nuclide Number density [barn/cm]

H-1 4.67505E-02

O-16 2.33753E-02

B-10 1.00874E-05

B-11 4.06030E-05

O-17 8.89000E-06

N-14 5.09600E-07

20) APR1400 DESIGN CONTROL DOCUMENT TIER 2(www.nrc.gov/docs/

ML1500/ML15006A043.pdf), VERA Benchmark 1C problem
21) 핵종의 농도(N)은 기존의 Data 활용(17O : 1.27E+19 /g H2O, 14N : 7.28 /g H2O)

Pin-pitch 1.2852 cm

Pellet diameter 0.8192 cm

Enrichment 3.1 w/o

Fuel density 10.313 g/cm3

Fuel Temperature 900 K

Moderator density 0.7 g/cm3(600K) + 1300 ppm boron

EOC burn-up 13571 MWD/MTU

http://www.nrc.gov/docs/ML1500/ML15006A0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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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계산한 각각의 반응 단면적은 아래와 같다.

[표 4-11] Microscopic Cross Section for 17O(n,α)14C

　

Burnup

[MWD/MTU]

Microscopic XS [barn]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to1MeV

Fast

>1MeV

0 1.220E-01 2.205E-02 1.099E-01

10 1.218E-01 2.208E-02 1.099E-01

25 1.216E-01 2.208E-02 1.099E-01

150 1.214E-01 2.207E-02 1.099E-01

1000 1.213E-01 2.206E-02 1.099E-01

2000 1.213E-01 2.208E-02 1.099E-01

3000 1.213E-01 2.210E-02 1.099E-01

4000 1.212E-01 2.208E-02 1.099E-01

6000 1.213E-01 2.205E-02 1.099E-01

8000 1.215E-01 2.204E-02 1.101E-01

10000 1.216E-01 2.204E-02 1.099E-01

12000 1.208E-01 2.204E-02 1.101E-01

14000 1.214E-01 2.207E-02 1.102E-01

16000 1.216E-01 2.203E-02 1.101E-01

17571 1.214E-01 2.208E-02 1.10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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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Microscopic Cross Section for 14N(n,p)14C

　

Burnup

[MWD/MTU]

Microscopic XS [barn]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to1MeV

Fast

>1MeV

0 0 9.48E-01 3.99E-02

10 10 9.47E-01 3.99E-02

25 25 9.45E-01 3.99E-02

150 150 9.44E-01 3.99E-02

1000 1000 9.43E-01 3.99E-02

2000 2000 9.42E-01 3.98E-02

3000 3000 9.43E-01 3.97E-02

4000 4000 9.42E-01 3.96E-02

6000 6000 9.42E-01 3.94E-02

8000 8000 9.44E-01 3.93E-02

10000 10000 9.45E-01 3.91E-02

12000 12000 9.39E-01 3.89E-02

14000 14000 9.44E-01 3.89E-02

16000 16000 9.45E-01 3.87E-02

17571 17571 9.44E-01 3.86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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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심 연소도에 따른 중성자속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3] Neutron Flux for each Burnup Step

Burnup

[MWD/MTU]

Neutron Flux [n/cm2-sec]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 to

1MeV

Fast

>1MeV

0 3.88E+13 1.69E+14 5.56E+13

10 3.88E+13 1.71E+14 5.61E+13

25 3.89E+13 1.73E+14 5.69E+13

150 3.89E+13 1.75E+14 5.75E+13

1000 3.84E+13 1.78E+14 5.82E+13

2000 3.78E+13 1.80E+14 5.94E+13

3000 3.74E+13 1.82E+14 6.02E+13

4000 3.71E+13 1.84E+14 6.11E+13

6000 3.67E+13 1.89E+14 6.29E+13

8000 3.65E+13 1.93E+14 6.44E+13

10000 3.64E+13 1.98E+14 6.61E+13

12000 3.66E+13 2.02E+14 6.76E+13

14000 3.65E+13 2.06E+14 6.90E+13

16000 3.67E+13 2.09E+14 7.04E+13

17571 3.69E+13 2.13E+14 7.17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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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각각의 반응 유형 및 노심연소도에 따른 C-14

생성량은 아래와 같다.

[표 4-14] C-14 Generation Rate (17O(n,α)14C)

Burnup

[MWD/MTU]

C-14 Generation Rate [Bq/cycle]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 to

1MeV

Fast

>1MeV
Sum

0 2.05E+11 1.62E+11 2.64E+11 6.31E+11

10 2.05E+11 1.63E+11 2.67E+11 6.35E+11

25 2.05E+11 1.65E+11 2.71E+11 6.41E+11

150 2.05E+11 1.67E+11 2.74E+11 6.46E+11

1000 2.02E+11 1.70E+11 2.77E+11 6.49E+11

2000 1.99E+11 1.72E+11 2.83E+11 6.54E+11

3000 1.97E+11 1.74E+11 2.86E+11 6.57E+11

4000 1.95E+11 1.76E+11 2.91E+11 6.62E+11

6000 1.93E+11 1.80E+11 2.99E+11 6.73E+11

8000 1.92E+11 1.84E+11 3.07E+11 6.83E+11

10000 1.92E+11 1.89E+11 3.15E+11 6.95E+11

12000 1.91E+11 1.93E+11 3.22E+11 7.06E+11

14000 1.92E+11 1.97E+11 3.29E+11 7.18E+11

16000 1.93E+11 2.00E+11 3.36E+11 7.29E+11

17571 1.94E+11 2.03E+11 3.41E+11 7.39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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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C-14 Generation Rate (14N(n,p)14C)

Burnup

[MWD/MTU]

C-14 Generation Rate [Bq/cycle]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 to

1MeV

Fast

>1MeV
Sum

0 9.14E+10 1.68E+10 5.85E+09 1.14E+11

10 9.13E+10 1.69E+10 5.91E+09 1.14E+11

25 9.12E+10 1.71E+10 5.98E+09 1.14E+11

150 9.12E+10 1.73E+10 6.06E+09 1.15E+11

1000 8.99E+10 1.76E+10 6.14E+09 1.14E+11

2000 8.85E+10 1.78E+10 6.26E+09 1.13E+11

3000 8.75E+10 1.80E+10 6.34E+09 1.12E+11

4000 8.68E+10 1.81E+10 6.44E+09 1.11E+11

6000 8.59E+10 1.85E+10 6.62E+09 1.11E+11

8000 8.55E+10 1.88E+10 6.78E+09 1.11E+11

10000 8.53E+10 1.92E+10 6.96E+09 1.11E+11

12000 8.53E+10 1.95E+10 7.14E+09 1.12E+11

14000 8.56E+10 1.98E+10 7.30E+09 1.13E+11

16000 8.60E+10 2.01E+10 7.43E+09 1.14E+11

17571 8.65E+10 2.04E+10 7.54E+09 1.14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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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 연소도에 따른 C-14 생성량 최종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4-16] C-14 Generation Rate

Burnup

[MWD/MTU]

C-14 Generation Rate [Bq/cycle]

Thermal

≤0.625eV

Intermediate

0.625eV to

1MeV

Fast

>1MeV
Total

0 2.97E+11 1.78E+11 2.70E+11 7.45E+11

10 2.96E+11 1.80E+11 2.73E+11 7.49E+11

25 2.96E+11 1.83E+11 2.77E+11 7.55E+11

150 2.96E+11 1.85E+11 2.80E+11 7.61E+11

1000 2.92E+11 1.87E+11 2.83E+11 7.62E+11

2000 2.87E+11 1.90E+11 2.89E+11 7.66E+11

3000 2.84E+11 1.92E+11 2.93E+11 7.69E+11

4000 2.82E+11 1.94E+11 2.97E+11 7.73E+11

6000 2.79E+11 1.99E+11 3.06E+11 7.84E+11

8000 2.77E+11 2.03E+11 3.14E+11 7.94E+11

10000 2.77E+11 2.08E+11 3.22E+11 8.06E+11

12000 2.77E+11 2.12E+11 3.29E+11 8.18E+11

14000 2.78E+11 2.16E+11 3.37E+11 8.31E+11

16000 2.79E+11 2.20E+11 3.43E+11 8.42E+11

17571 2.81E+11 2.24E+11 3.49E+11 8.53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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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결과 정리

기존 보고서에 기술된 C-14의 생성량 및 에너지 구간별 세분화를 통한

재계산 결과와 McCARD 방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기존 생성량 : 5.8E+11 Bq/cycle

나. 재계산 생성량 : 8.81E+11 Bq/cycle (1.27E+6 Bq/min)

다. McCARD 계산 결과 : 7.87E+11 Bq/cycle

상기 계산자료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 기술된 생성량이 실제 노형 용량

변화에 따른 설계 여유도 고려 없이 설정된 값임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실제 방출량과의 비교를 위해 보수성을 고려하여 가장 큰 생성량

값(재계산 생성량, 8.81E+11 Bq/cycle)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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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C-14 방출 매커니즘 검토

제 1 절 계통 특성 및 C-14 방출 거동

제 3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14의 생성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다. C-14의 반감기가 매우 긴 특성(약 5,730년)으로 인해 C-14의 붕괴율은 무

시할 수 있고, 계통내의 누설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운전에 따른 유출량

(계통 내에서의 제거량)을 제외하면 C-14의 냉각재 재고량은 운전기간 동안

냉각재 계통(Reactor Coolant System, 이하 RCS 계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RCS내 존재하는 C-14의 양은 아래와 같

이 해당 운전조건(화학조성, 특히 pH 및 운전조건)에서 대부분(약 90%)이 유

기물 유기물(CmHn)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되는 방출량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03].

[그림 5-1] Potential-pH Diagram for Carbon (at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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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roposed Coolant Chemical Species Distribution

Chemical Species % Range Assumption

Volatile Organics 14CH4 40-60 50%

Neutral Organics 14CH3OH
and Possibly some H214C=O

40-50 47%

Ionic Organics H14CO(OH) <5 3%

특히 RCS 계통의 붕소농도 조절 및 체적 제어 목적을 위한 화학 및 제적

제어계통(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이하 CVCS 계통)에서 체적

제어를 위한 수단 역할을 하는 체적제어탱크(Volume Control Tank, 이하

VCT 탱크)의 경우 냉각재 내의 용존산소 제거를 위해 정상 운전시 상부가

수소로 가압되어 있으며, 냉각재 내에서 생성된 C-14은 VCT 상부의 수소와

결합하여 유기화합물(CmHn)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가압기(Presurizer, 이하

PZR) 상부의 경우에도 만수위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C-14의 기체 유기물이

존재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 VCT 및 PZR 가압기 상부에 존재하는 기체 육

기화합물은 액체 유기화합물과 동일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원자로건물 복합건물

[그림 5-2] 원자력발전소에서 C-14의 거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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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통 내 방출량 분석

1. 방출경로 모델링

CVCS 계통의 유출유량(letdown flow)을 통해 VCT로 유입된 C-14은 다음

과 같은 유출 경로를 통해 이송(transportation)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생

성량에서 이송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C-14의 총량을 제거하면 RCS 계통을 통

해 축적되는 C-14의 양으로 가정하였다. 계통을 통한 유출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VCT 기체퍼지운전(VCT 상부 기체퍼지계통을 통한 제거)

나. RCS 붕소 농도 제어를 위한 주입 및 방출 운전(Feed & Bleed)

다. CVCS 탈염기 운전을 통한 C-14 핵종 제거(Resin을 통한 제거)

라. 발전소내 배수로를 통한 손실(각종 Drain 손실)

마. 기타 누설로 인한 손실

이중 신고리3호기의 경우 1주기 운전기간 중 VCT 기체퍼지운전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항목은 제외한다. 기타 누설로 인한 손실은 각종 확인 및 비확

인 누설률 및 증기발생기 튜브를 통한 누설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1주기

운전임을 감안하여 기타 누설로 인한 손실은 무시하였다.

2. 방출량 분석

가. 액체 및 기체 폐기물 처리계통을 통한 유출 유량

제 3 장에서 계산한 C-14 생성률은 보수적으로 해석한 8.81E+11 Bq/cycle

(1.27E+6 Bq/min = 59.6 Bq/min․kg)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각각의 유출

경로에 따른 유량률은 운전기간 중 하루 동안의 평균 유량률 및 기동율을

고려한 유효량(Flow Fraction)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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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액체 및 기체 폐기물 처리계통으로의 유출 경로

Pathway
Avg. Flow Rate

[kg/day]
Flow
Fraction

Effective RCS
Loss [kg/day]

Feed and Bleed 2,135 1.0 2,135

Drains

Equipment 947 1.0 947

Clean Waste 3,278 0.144 472

Dirty Waste 5,337 0.075 400

상기 자료를 이용하면 단위 시간(분) 당 유출유량은 다음과 같다.

(2,135 + 947 + 472 + 400 kg/day) × (day/1440min) = 2.75 kg/min

나. 고체 폐기물 처리계통을 통한 유출 유량

CVCS 유출계통의 탈염수지(이온교환수지, Resin)의 필터를 통해 축적

되는 C-14의 양은 해당 수지의 제거율(0.56%)에 의해 결정된다. 즉,

유출유량(302.8 kg/min)과 유출유량내의 C-14의 농도 및 제거율(0.56%)22)

를 곱하면, Resin(고체)를 통해 축적되는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단위 시

간(분)당 유출유량은 다음과 같다.

(302.8 kg/min)×(0.56%) = 1.70 kg/min

다. 냉각재내 C-14 시간당 농도 계산

상기의 생성율에 단위 시간동안의 유출유량을 제외하면, 이는 냉각재 계통에

존재하는 단위 시간당 C-14의 변화량과 같다.(C-14의 붕괴에 따른 제거는

반감기 등을 고려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C-14의 농도을 X [Bq/kg]라고 가정

하고 RCS 냉각재 질량은 219,000 kg, 생성량은 1.27E+6 Bq/min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다.

22) 신고리3,4 FSAR 고체폐기물 처리계통의 C-14 평균 제거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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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냉각재 내 C-14 계산 미분방정식

(210,000) [kg] × (dX/dt) [Bq/kg․min]

= (1.27E+6) [Bq/min] - (2.75+1.70) [kg/min] × X [Bq/kg]

(생성율) (유출율)

상기 미분방정식을 풀면 시간에 따른 냉각재 내의 C-14 농도 [Bq/kg]는

다음과 같다.

X(t) = 285,393(1-exp(-0.0000203196․t)) [Eq. 5-1]

노심말기로 갈 경우 285,393 Bq/kg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다. 냉각재 전체

질량이 약 292 ton이므로, 노심 말기 C-14의 농도는 8.33E+10 Bq 로 계산된다.

라. C-14 이송량 분석

노심 말기의 C-14 농도를 이용하여 최종 생성량 대비 이송된 양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표 5-4] 노심 말기 C-14의 농도

C-14 Activities
Total (1cycle)
[Bq/cycle]

State

Production 8.81E+11

Feed and Bleed 2.66E+11 Gas / Liquid

Drain Loss 2.27E+11 Gas / Liquid

CVCS Resin 3.05E+11 Solid

Rx. Inventory at EOC 8.33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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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S 주입 및 방출 운전(Feed & Bleed) 유량 및 배수계통 손실

(Drain Loss) 유량속에 포함된 C-14의 경우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50%

정도는 기화되어 기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Gaseous Radwaste Treatment

System) 이송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잔여 50%는 액체폐기물처리계통(Liquid Radwaste Treatment

System)으로 이송되며, 그 양은 약 2.66E+11 Bq/cycle 이다.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으로 이송된 유입량은 역삼투압설비(Reverse Osmosis, RO) 및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처리되어 약 25%의 비율로 고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된다. 즉, 액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된 2.66E+11 Bq/cycle 중에

1.99E+11 Bq/cycle(75%)은 여과되어 액체형태로 방출되며, 0.67E+11 Bq/

cycle(25%) 은 고체폐기물처리계통(Solid Radwaste Treatment System)

을 통해 처리된다.

마지막으로 고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이송된 0.67E+11 Bq/cycle은 ①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이온교환수지, 필터이며, ② 역삼투계통 폐기물,

③ 연료저장조의 이온교환수지를 통해 처리된다.

[그림 5-3] C-14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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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14 이송량 검토

상기 결과로 냉각재 내에 최종적으로 쌓인 C-14(8.33E+10 Bq)이 최

종적으로 사용후 연료저장조 건물 배기구를 통해 전부 방출된다고 하

여도 실제 방출량(5.7E+11 Bq) 대비하여 14.7% 정도의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 C-14의 생성량이 더 많았음을 의미하며, 상기 계산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고리3호기가 당초 준공 예정일(2014년 9월 30일) 대비하여 실제

준공일(2016년 12월)이 39개월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계통내 불순물로

질소 등의 함유량이 생각지 못하게 증가된 것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정량적인 계산은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설계사 보고서에 적용

된 냉각재 내의 N-14의 개수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N-14 설

계치에 대한 재검증 및 운전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N-14의

값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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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SFP로의 C-14 이송량 검토

제 1 절 핵연료 교체시 계통운전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냉각과정에서 정지 화학처리 및 정지냉각계통

운전을 위해 RCS내 주입한 과산화수소(H2O2)에 의해 C-14의 화학적

형태가 유기물(CmHn)에서 무기물(CO2) 형태로 변환되게 된다.

- 과산화수소 주입 : CH4 + H2O → CO2 + 3H2

연료 인출을 위하여 냉각재가 RCS에서 연료취급지역으로 이송되면서

무기물(CO2) 형태로 전환된 C-14이 SFP로 다량 유입되며, 이는 연료

취급지역 공조계통(HVAC)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게 된다. C-14의 방출량

대부분이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연료취급지역 HVAC에서 방출되며, 원자로

건물의 경우에는 ① 정상운전 중 외부로 배기를 하지 않으며, ② 저장조

상부 대기와의 노출면적에 차이가 많으며, ③ 외부로의 배기율도 연료

취급지역에 비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기기반입구(Equipment

Hatch)가 개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배기를 수행하지 않음) 생성된

C-14(정확히는 14CO2)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SFP를 통해 대기로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C-14은 복합건물 공조계통(HVAC), 보조건물 HVAC

(고에너지배관지역, 핵연료 취급지연, 보조건물) 출구에서 분기당 1회

측정을 하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C-14은

기체폐기물처리계통으로 제거되지 않으나,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P)의

여과기(Filter)와 탈염기(이온교환수지)로 구성된 정화계통의 운전으로

일부 C-14이 정화계통에 잔류하여 방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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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FP로의 C-14 이송 개략도(신고리3호기)

제 2 절 방출량 증가 원인

1. HVAC 용량 증대

신고리3호기 C-14 방출량 최대 배기구인 핵연료취급지역 HVAC 용량

(13.24 m3/sec)이 신고리1,2호기(11.35 m3/sec) 대비 약 1.2배로 절대적인

방출량도 많다.

2. 선행호기 대비 출력증대

C-14은 출력에 비례하여 생성되며 OPR 원전(1000 MWe)에 비해

출력이 증가하여 C-14 방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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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발전소별 설계변수 비교

항 목
기존 경수로형

(1,000 MWe)

신형 경수로형

(1,400 MWe)

열출력 [MWt] 2,872 4,063

노심주기 [Day] 476 480

원자로 냉각재 질량 [ton] 220 292

노심내 냉각재 질량 [ton] 16 21.4

C-14 생성량 [TBq/cycle] 0.46 0.58

C-14 예상 배출량 [TBq/yr] 0.27 0.27

3. 재장전수조와 SFP 냉각재 혼합운전

계획예방정비시 RCS 냉각재가 혼합된 재장전수조(RFP)의 선량을

낮추기 위해 재장전수조 냉각재와 사용후연료저장조(SFP) 냉각재 혼합

운전(펌프로 강제 순환) 수행과정에서 C-14의 농도가 높은 재장전수조

냉각재가 SFP로 많이 유입되어 C-14 배출량 증가 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기 내용을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장전수조/SFP의 액체 C-14의

농도 또는 재장전수조 주변(원자로건물 내부)/SFP 주변(핵연료취급지역)

기체 C-14 농도 측정값이 존재하여야 하나, 해당 발전소의(전 발전소 동일)

운영 절차상, SFP 기체 C-14의 농도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도

값과 기타 데이터를 통해 재장전수조 및 SFP 혼합운전 결과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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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재장전수조와 SFP의 C-14 농도(기체)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선행 발전소 실측값을 검토하여 보았다.

[표 6-2] 및 [표 6-3]를 살펴보면 재장전수조 주변 C-14의 농도는 운전

상황에 관계없이 SFP 주변 농도를 크게 상회(6.5～155배)하며 두 지역

모두 C-14의 농도 값이 연료인출 시점 이후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연료 인출 시 재장전수조에 충수를 하면서 수조 물의 증발로 인해

재장전수조 주변 C-14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연료 이송에 의한

재장전수조의 물이 SFP로 유입되면서 SFP 물 증발에 따른 SFP 주변

C-14의 농도 또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료 이송 전후의 SFP 주변 C-14 농도는 약 2～4.7배 정도 증가하였

으나, 재장전수조 주변 C-14 농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0.64～

11.23%)이므로 정상적인 연료이송 운전상황에서는 재장전수조에서 SFP로

유입되는 물량이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4]에서 알수 있듯이 신고리3호기의 연료이송 및 재장전수조와

SFP의 혼합운전 이후 SFP 주변 C-14의 농도는 8,770 Bq/m3으로 고리

1호기 및 3호기에 비해 7.6～23.1배 큰 수치이며, 최근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 표준형발전소 SFP 주변 농도와 비교해 보아도 약 5～11배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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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기간 C-14 방출특성 분석

구분 운전상황
C-14 기체농도
(Bq/m3)

SFP농도대비
재장전수조농도

재장전수조
주변

(원자로건물
내부)

정상운전 5,170 27.2배

냉각 및 감압 6,020 31.7배

연료인출 및 이송 59,110 155.6배

SFP
주변

(핵연료취급지역
)

정상운전 190 -

냉각 및 감압 190 -

연료인출 및 이송 380 -

[표 6-3]. 고리3호기 계획예방정비기간 C-14 방출특성 분석

구분 운전상황
C-14 기체농도
(Bq/m3)

SFP농도대비
재장전수조농도(%)

재장전수조
주변

(원자로건물
내부)

정상운전 1,753 6.5배

냉각 및 감압 1,964 8.1배

연료인출 및 이송 10,187 8.9배

SFP
주변

(핵연료취급지역)

정상운전 268 -

냉각 및 감압 242 -

연료인출 및 이송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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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연료인출 및 이송후 SFP 주변 C-14 최대농도

구분 14C농도(Bq/m3)

신고리3호기 8,770

신고리1호기 1,480

신고리2호기 1,650

월성5호기 807

월성6호기 999

두 번째로 재장전수조에서 SFP로 유입된 물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였고

혼합운전으로 인한 희석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측정값이 존재하는 양

수조의 감마방사능 값을 비교해 보았다.

[표 6-5]를 보면 펌프를 이용한 혼합운전 물량이 재장전수조와 SFP의

체적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물량만 고려하면 100% 혼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SFP 의 감마방사능은 혼합운전 이후 증가하였는데 최초 농도가 0임을

고려하였을 때 혼합운전 이전 재장전수조의 감마방사능량(7.77E+11 Bq)은

혼합운전 이후의 SFP 감마방사능량(2.43E+11 Bq)과 재장전수조 감마

방사능량(5.34E+11 Bq)의 총합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재장전수조에서

SFP로 이송된 방사능량은 전체의 31.3%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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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혼합운전23) 물량 및 재장전수조/SFP 감마농도

구분 측정주기
감마농도
(Bq/m3)

수조 체적
수조 총방사능량
(농도×체적)

비고

재장전
수조

없음
(일시적
측정)

2.81E+8 1,900 ton 5.34E+11 Bq 68.7%

SFP 매월1회

0
(1회)

1,700 ton 2.43E+11 Bq 31.3%
1.43E+8
(2회)

계 - - 7.77E+11 Bq 100%

결과적으로 재장전수조 및 SFP 주변의 C-14 기체 방사능 농도는

절대적으로 수조내 액체 C-14의 증발에 따라 결정된다.

신고리3호기 SFP 주변 기체상의 C-14 농도가 타 발전소 대비 높은

이유는 혼합운전에 따른 재장전수조 물량의 SFP 과잉유입 때문이며

유입물량의 계산 및 혼합운전 전후 양 수조의 감마방사능 수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최소 31% 이상 혼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3) (혼합운전 물량) 펌프 유량율(1324.9 lpm)× 운전시간(2,547 min) = 3,375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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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국내 원전 C-14 방출량 비교-1

발전소(호기) 최대 방출량 [Bq] 비고

신고리#3 3.30E+11 혼합운전

A원전 #1 2.48E+10

미혼합

A원전 #2 8.06E+9

A원전 #3 4.48E+10

A원전 #4 2.57E+10

A원전 #5 5.11E+10

A원전 #6
5.78E+10

1.01E+11

B원전 #1 4.53E+9

B원전 #2 3.41E+9

B원전 #3 1.09E+10

B원전 #4 7.58E+10

B원전 #5 1.30E+10

B원전 #6 2.15E+10

C원전 #1 4.06E+10

C원전 #2 4.86E+8

C원전 #3 1.37E+10

C원전 #4 2.49E+10

C원전 #5 1.83E+9

C원전 #6 3.00E+10

D원전 #1 3.03E+10

D원전 #2 4.80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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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말기 붕소희석수 증가

C-14 의 생성을 저감하려면 RCS 내 산소 및 질소 농도를 높이는

운전을 지양하여야 하는데 RMWT(원자로보충수탱크, 탱크내 Cover Gas가

질소)로부터 유입되는 희석수는 RCS내 질소농도를 증가시킨다.

RCS 내 질소농도는 측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리3호기 RCS내 질소

농도 증가에 따른 C-14 생성량 증가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C-14 관련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계산이 가능하다[11].

○ EPRI(미국전력연구원) 보고서[01]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발전소에서

37.5 ton/day 의 희석수가 RCS로 유입되면 RCS 내 질소농도가

기존에서 약 0.6 ppm 정도 증가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 RCS 내 질소농도에 의한 C-14 생성량에 대한 EPRI에서 제시한

계산값은 다음과 같다.

0.1Ci/yr-ppm-N [Eq. 6-1]

○ 신고리3호기 노심말기 RCS 유입된 추가 희석수량 약 300 ton 으로

인한 RCS 내 질소 농도는 총 4.8 ppm(300÷37.5×0.6) 증가되며

[Eq. 6-1] 에 적용시 1년 동안 RCS 질소농도가 4.8 ppm 증가하면

연간 C-14 생성량은 0.4 8Ci(1.77E+10 Bq) 증가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

○ 그러나 희석수량 300ton의 추가 유입기간은 약 2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석수량 증가에 따른 C-14 추가 생성량은 미미하며 신고리

3호기 C-14 방출량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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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14 방출현황 및 관련기준 만족여부

신고리3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최대 C-14 방출량(3.30E+11 Bq)이

신고리2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최대값(1.01E+11 Bq) 보다 3배 이상 측정

되었으나, 중수로 원전인 월성4호기는 연간 최대 9.23E+11 Bq(2004년),

캐나다 Pickering B는 연간 최대 1.00E+11 Bq까지 방출된 사례가 있으며,

신고리3호기 C-14 최대 방출농도(1.53 Bq/m3) C-14 방출관리기준(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36호의 별표3) 농도(10,000 Bq/m3)를 만족하고

있다.

현재 설계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내 원전의 C-14 생성량 및 예상

방출량과 실제 방출량은 [표 6-7]에 표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

하면 아래와 같다.

○ 1980년대 운영을 시작한 원전(고리1～2발, 한빛1발)은 당시 관련 고시에

C-14 감시 및 평가가 규제요건으로 적용되지 않아 C-14 생성량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예상 방출량을 생성량으로 대체하여 기술하였다.

○ Framatome 노형인 한울1호기는 프랑스 원전의 운영경험을 반영한

방사선원항 평가를 근거로 함에 따라 C-14에 대한 평가가 생략되

었으나, 최근 예상방출량 관련 운영변경허가가 심사중이다.

○ 경수로의 C-14 예상 방출량은 미국 NRC의 NUREG-0017에서 제시

하는 방법론에 따라 미국 참조 원전들의 운영중 C-14 방출량을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원전의 예상방출량 적용

방법과 동일하다.

○ 중수로의 C-14 생성량과 예상 방출량은 캐나다 참조 원전의 운영

자료(냉각재 농도 실측값 및 방출량)의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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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국내 원전 C-14 실제 방출량 비교-2

발전소 호기
C-14 생성량

[Bq/cycle]

C-14

예상 방출량

[Bq/yr]

실제 방출량[Bq]

(2017년 기준)

새울1발

(신고리3,4)
#3 5.8E+11 2.7E+11

1.10E+9 (2017)

5.64E+11 (2018)

A원전24)
#1

2.7E+11 2.7E+11
9.02E+10

#2 2.70E+10

A원전
#3

- 2.96E+11
2.08E+11

#4 1.69E+11

A원전
#5

4.6E+11 2.7E+11
1.74E+11

#6 5.50E+10

B원전
#1

- 2.96E+11
6.96E+10

#2 1.46E+10

B원전
#3

3.39E+11 2.7E+11
8.44E+10

#4 2.47E+11

B원전
#5

4.66E+11 2.7E+11
4.65E+10

#6 4.30E+10

C원전
#1

- -25)
1.45E+11

#2 1.45E+11

C원전
#3

3.39E+11 2.7E+11
2.13E+10

#4 1.51E+10

C원전
#5

4.6E+11 2.7E+11
1.96E+9

#6 8.03E+10

D원전
#1

1.37E+13 4.49E+11
1.70E+11

#2 1.85E+11

D원전
#3

1.37E+13 4.49E+11
5.37E+10

#4 3.91E+11

D원전
#5

4.6E+11 2.7E+11
1.69E+10

#6 8.73E+10

24) 생성량/예상방출량은 초기에는 평가되지 않았으나, 2008년 추가됨
25) 예상방출량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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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생성은 RCS 내 산소 및 질소의 중성자 반응에 의한 것으로 발전소

용량(출력)에 비례하며, 생성량에 대한 설계치는 출력을 고려하여 산출하

였으나 방출량은 미국 가압경수로 발전소 운전경험치인 2.7E+11 Bq을

일괄 적용하였다.

따라서, 현 설계사 보고서에 기술된 방출설계치로 적용된 미국 발전소 운전

경험치는 신고리3호기 보다 작은 용량 발전소 방출량 평균이므로 이 값을

신고리3호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C-14 방출

설계치 증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량에 대해서는

신고리3호기 유사노형의 경험치 및 발전소 계통 내 C-14 거동특성(생성

및 이동)을 좀더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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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C-14 방출 저감방안 검토

원전에서 생성된 C-14은 대부분 유기물 및 CO2 형태로 방출되며,

유기물의 대부분은 메탄(CH4) 또는 에탄올(C3H8)이다.

[표 7-1] Comparisons of Chemical Form of C-14

Reactor Type 14CO2 C-14 Hydrocarbon

PWR (USA/EU) 5～25% 75～95% CH4/C2H6

BWR (USA/EU) 80～95% 5～20%

C-14의 경우 반감기가 5,730±40년으로 한번 생성되면 CO2 또는 유기

물의 형태만 다를 뿐 아니라 다양한 물질로 존재하며, C-14를 근본적

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원전에서 방출되는 C-14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전 방

법을 통해 생성 자체를 저감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제 1 절 C-14 생성 저감 운전

C-14의 주요 생성반응은 17O(n,α)14C, 14N(n,p)14C 이다. 이 두 개의 주요

생성반응의 생성원인 N-14 또는 O-17가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유입

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면 C-14의 생성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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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C-14 Production Reactions in NPP [02]

Neutron Induced Reaction Natural Isotopic Abundunce

14N(n,p)14C 99.632

17O(n,α)14C 0.038

[표 7-2]을 참조할 때 원자로냉각재에 유입되는 질소를 저감하고,

원자로냉각재 내 질소농도 또한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C-14

생성을 저감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1. 질소 유입 최소화

정상 출력운전 중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유입되는 질소는 희석운전을 위해

주입하는 원자로보충수의 양에 비례한다.

가. 원자로보충수 주입량 저감

붕소농도가 낮은 노심말기로 갈수록 주입 및 방출(Feed and Bleed)

방식에 따른 희석운전 시 많은 원자로 보충수가 필요하고, 이와 함께 질

소의 유입량 또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주입 및 방출 방식에 따른 붕소농도 조절이 질소의 유입량을

증가시키므로 붕소이온 교환기를 이용하여 붕소농도를 조절할 경우 많은

양의 질소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신고리3,4호기의 경우 붕소

제거 이용교환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원자로

보충수 주입량이 1/2로 감소한다.

붕소 제거이온교환기의 효율적인 사용(출력감발 최소화 관점)을 위해

서는 이온교환기 등과 유량을 감시할 수 있는 유량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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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보충수 내 질소농도 저감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OPR1000 및 APR1400 원전에서

용존산소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보충수탱크(RMWT, Reactor

Makeup Water Tank) 상부를 질소가스로 충전하여 운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설계 및 운전은 원자로보충수의 질소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와 관련하여 IAEA TR-421 “Management of Waste Containing

Tritium and Carbon-14”은 원자로보충수탱크 상부 기체를 질소에서

아르곤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질소대비 아르곤 가격이 3배 정도 높지만, 자연 아르곤 가스의

99.6%인 Ar-40은 40Ar(n,)41Ar 반응으로 방사성 핵종 Ar-41을 생성

하지만, Ar-41은 반감기가 1.83 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환경 방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용존산소 제어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C-14 저감

측면에서 질소로 가압하지 않고 대기압 탱크로 관리하는 방안도

상세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적인 조치방안으로 원자로보충수탱크에서 VCT 또는 충전펌프

전단에 공급되는 원자로보충수 공급배관에 용존산소 제거설비를

추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공급할 경우 C-14 생성원을 획기적

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존기체 제거설비는

대기압탱크 및 상부 부유막을 설치하고 RMWT 저장수에 존재하는

용존산소 및 용존질소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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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보충수 중 용존기체 제거설비 검토

1) 막분리 방식 탈기(US Patent No. US2016/025470 A1)

○ 막분리 방삭의 용존기체 제거 설비를 원자로보충수 공급배관에 설치

○ 분리막의 한쪽에는 원자로냉각재가 흐르고 다른 쪽에서는 진공조건을

유지하여 용존기체를 탈기하여 제거

○ 기존 탈기방식 대비 설비 단순화로 설치공간 축소, 에너지 절감

2) Liquid-Cel Membrane Contactor

○ 상기 막분리 탈기 방식의 상용 설비

○ 기체만 통과시키는 소수성 중공사막(Hydrophobic Hollow Fiber

Membrane)을 통하여 용존기체 제거

○ 원자로보충수 중의 용존기체 제거용으로 사용 가능

○ Calvert Cliffes 발전소의 보충수 용존산소 제거 설비에 Liquid-Cel

Membrane Contactor 설치

상기 방식 외에도 다른 방식의 상용화된 용존기체 제거설비를 이용하여

원자로 보충수 중에 존재하는 용존산소 및 용존질소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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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냉각재 질소농도 최소화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유입되는 질소의 양 및 농도를 최소화와 함께

원자로냉각재에 존재하는 질소 농도를 저감할 수 있다면 질소에 의한

C-14 생성을 저감할 수 있다.

가. 원자로냉각재 질소농도 저감 운전(VCT 배기)

[표 7-3]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에 유입된 질소가 계통 내에서 분포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질소는 VCT 기체 영역에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VCT 배기운전을 수행할 경우

원자로냉각재에 존재하는 질소농도를 감소시켜 C-14의 생성 또한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해외 원전에서 VCT 상부 기체의

주기적인 배기운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7-3] N2 Distribution at 1 ppm N2 in Liquid Phase at

1,100 MWe Westinghouse PWR

나. 원자로냉각재 질소농도 저감 운전(가압기 진공탈기)

RCS 충수/배기시 진공탈기를 수행할 경우 원자로냉각재에 존재하는

용존질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냉각운전 시 진공탈기 운전을 수행할 경우

또한 C-14를 포함한 기체성분을 제거하여 기체폐기물처리계통을 통해

처리할 경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방출되는 C-14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Moles N2 % of Total

Reactor Coolant 9.18 29.0

VCT Gas Phase 20.45 64.7

PZR Gas Phase 1.98 6.3

RCS Total Inventory 3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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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C-14 방출운전 방법

1. VCT 배기 운전

C-14은 유기물 및 무기물 형태로 존재하며, 발전소에서 방출량평가는

무기물(CO2) 형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정상운전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존재하는 C-14의 대부분(약 90%)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이는 근본

적인 PWR의 1차측 냉각재에 내에 계통구조물의 부식원인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CVCS의 VCT 상층기체로 수소가 가압되어 RCS로 주입

되기 때문이며, 계통 내에서 생성된 C-14은 냉각재에 존재하는 수소와

결합하여 주로 탄화수소(Hydro Carbon)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정상운전 시 주기적인 VCT 배기운전을 수행할 경우 유기물 형태의

C-14가 제거되어 무기물 형태로 방출되는 C-14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7-1] VCT 배기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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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기기(Gas Stripper) 운전

아래 [그림 7-2]와 같이 탈기기 운전을 수행할 경우 유출수에 존재하는

용존기체가 효율적으로 제거된다.

그러나 다른 기체와 함께 용존산소 제거를 위해 주입한 수소 또한 제거

되기 때문에 정상운전 시 탈기기 운전은 상세 영향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14 제거 및 용존질소 제거를 목적으로 정상 출력운전

시 탈기기를 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VCT 상부

기체를 주기적으로 배기할 경우 유출유량에 포함된 유기물 및 질소를

포함한 용존기체는 VCT 상부에서 효율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탈기기의

운전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7-2] 가스제거기(Gas Stripper)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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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단기 조치방안

C-14의 경우 반감기가 5,730년으로 한번 생성되면 CO2 또는 유기물

등 형태만 다를 뿐 다양한 물질로 존재하며, 현재의 기술로 C-14를 근본적

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전에서 방출되는 C-14을 저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성 자체를 저감하는 방안이 최선으로

판단된다.

C-14 생성 저감은 주요 생성원인 ① 질소 유입 최소화와 ② 질소농도

최소화 등을 고려한 운전절차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기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신고리3호기는 2주기 운전시 아래와 같은 단기 조치방안을 적용 중이며, 2차

계획예방정비시 C-14의 저감운전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C-14 저감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붕소 제거이온교환기 운전을 통한 원자로보충수 유입 저감

나. 주기적인 VCT 배기를 통한 원자로냉각재 질소농도 저감

다. RCS 충수/배기 및 냉각 시 가압기 진공탈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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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2018년도 신고리3호기 방사성탄소(C-14) 방출량은 발전용량(1,400 MW)에

비례하고 주요 방출시기인 계획예방정비기간이 길어져 기존 발전소(600～

1,000 MW)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신고리3호기 방사성탄소(C-14) 방출량(5.74E+11 Bq)은 설계

사가 제시하는 예상 방출값(2.70E+11 Bq)을 약 2배 정도 초과하였으나,

이 값은 과거 미국 10개 호기 방출량의 평균값인데 현재 미국 발전소도

이 참조값을 초과하여 방출하는 발전소가 그렇지 않은 발전소 보다 많이

존재한다[05]. 특히 신고리3호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C-14 방출량이

참조값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C-14 생성 및 방출 관련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형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예상 방출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방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운전년수

경과 및 다수호기 운전을 고려하여 부지 경계에서의 선량평가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계사 보고서에 명시된 방출량에 대해 여러

변수 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몬테칼로 입자 수송해석모델을 활용

하여 생성량을 재계산하였고, 이를 토대로 C-14의 계통내 이송되는 양

및 외부로 방출되는 양을 정량화하여 평가해 해보았다. 다만, 계산 결과가

실제 방출양과 비교하여 약 15% 정도 수준으로 평가에 사용된 가정 중

일부가 당초 예상값을 초과할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나, 이 부분까지

정량화하여 평가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여 가능한 시나리오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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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운전을 위한 C-14 방출 저감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현재 방출된 C-14의 양이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초과된 사항이 없는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제 2 절 후속연구

현재 신고리3호기는 2주기 운전시 C-14 방출량 저감을 위한 단기 조치

방안으로 운전절차 변경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2차 계획

예방정비 기간 이후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리4호기 가동(’19. 8.29) 등을 통해 신형원전에 대한 4～5

주기 운전경험 축적 및 방출 경향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방출량 평가 유효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14 설계치(냉각재 내 존재량)에 대한 재검증 및 운전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N-14 값 재검토 및 그간의 방출 추이를

토대로 하여 방출 매커니즘 재평가 한다면, 실제 방출량 예측의 정확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Level 3)의 부지 외부

에서의 선원항 분석 및 소외선량 평가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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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Release Mechanism

and Removal Method of

Gaseous Carbon-14 In Nuclear

Power Plant Spent Fuel Pool(S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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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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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Gaseous C-14 Radioactive nuclides do not affect external exposure of

the body because they emit only very weak beta rays, but due to

their long half-life (approximately 5.730±40 years) and the nature of

being absorbed through the breathing of life, management is needed

at the time of release from nuclear facilities. In the case of Korea,

the relevant Notice was revised to carry out the assessment of the

emission of individual radionuclides from January 2001. Accordingly, it

is assessed that all nuclear power plants are monitoring the emissions of

C-14 and that all residents’ dose criteria set out in the relevant Notic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 2017-36) are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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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amount of individual radionuclides emitted by nuclear

power plants, the estimated emission values are given in the license

submission documents of individual nuclear power plants.(the

estimated emission value is a reference value and the criterion for

assessing the actual emission quantity is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tice) However,

C-14 presents the same values (2.7×1011Bq/year) regardless of plant

type, which applies as a reference the average emissions of C-14

actually measured from the 10 U.S. operational plants announced in 1985.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mission of C-14 measured

after the first cycle operation of Shin Kori Unit 3, the new plant

(APR1400 model), which recently started commercial operation, was

different from the expected emission (the actual emission is satisfied

with all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tices), and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chanism for the generation

and release of the C-14 nuclear species.

Accordingly, the emission mechanism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as analyzed and the emission reduction method was

considered in preparation for the passage of the number of years of

operation and operation of multiple units at the site.

In this study, additional variables were considered that could affect

the method of assessing the yield presented by the designer in the

approval submission. To this end, the previous calculations from the

designer were analyzed, and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neutron flux

and response cross-sectional area in the reactor was conducted to

review the need for improvement and compare differenc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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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valuate the amount of generation. In addition, for comparative

verification, neutron reactions of O-17 and N-14 in the core were

additionally performed using the Monte Carlo neutron transport

simulation Code(McCARD).

In addition, the amount of discharge was quantified through operation

within the system to the Spent Fuel Pool (SFP) inside the Auxiliary

Building. However, although the calculation results were assessed to

be about 15% compared to the actual amount of emissions,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that some of the existing assumptions would

exceed the original estimate, but only possible scenarios were

considered due to lack of data to quantify and evaluate to this point.

Currently, Shin-Kori Unit 3 is a short-term measure to reduce C-14

emissions during the second cycle of operation, and the operation

procedures have been chang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will be verified after the second planned preventive maintenance period.

In addition, if the operation of Shin-Kori Unit 4 (‘19. 8.29) is further

identified, it is deemed possible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

evaluation of this paper based on the fact that the trend of

accumulation and release of operation experiences of the new plant is

further confirm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accuracy of the actual emission prediction

will be higher if the emission mechanism is re-evaluated based on

the N-14 value review and the emission trend based 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the re-verification of the N-14 design

(the amount of presence in the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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